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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2010 December, the Gyeongchun line can provide better service than the other modes in 

respect of cost & time efficiency by operating electric double track from Sangbong station to 

Chuncheon station. However customers living in the Northern part of capital area, which there are 

stations of line No.1, have inconvenience to transfering twice to access Gyeongchun line.

 To minimize inconvenienc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emand variation of Geongchun line upon 

changing the terminal of some trains on Gyeongchun line which reduces the number of transfer. 

 In this study, the demand variation has been estimated by the direct demand model considering 

only saving time between O/D. So some additional modifications are required, because the effect of 

fare and accession convenience has not been considered.

국문요약

 상 ~춘천 구간을 운행하는 경춘선 복선 철이 2010년 12월에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측면 

모두에서 타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우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도권 북부(서울시 강북, 

도 , 성북  경기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지역에서 경춘선을 이용하기 해서는 회기와 상 에서 2회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망우선을 이용하여 경춘선 동열차의 일부를 성북역에서 시종착함으로써 이

용자의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이용수요 변화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 인 열차운행계획을 수

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변화분석을 해 총통행시간(환승시간  통행시간)을 고려하여 직 수요모형을 추

정하 으며 구간운임 변화에 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 향후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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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 철화 사업이 완료되고, 역 동열차의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일반열차

를 운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열차운행특성(운행시격, 운임 등)이 개선되었고 이용수요의 큰 변동이 유발

되었다. 하지만 경춘선 역 동열차의 운행구간은 상 역~춘천역으로, 수도권 북부(강북, 도 , 노원) 

 경기 동북부(의정부, 동두천, 양주)의 경원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회기역  상 역에서 두 번 환승해

야만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원선 이용 고객의 환승횟수를 여 이용편의를 증가시키고자 재 상 역에서 

시종착하고 있는 경춘선 열차의 일부를 기존 망우선을 이용하여 성북역에서 시종착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이에 따른 수요변화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 인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수행 과정

 본 연구는 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내용  수행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수행과정

 제 2장에서는 수요변화에 련된 수요 측방법  기존연구사례를 검토하 으며, 제 3장에서는 경춘

선 실 을 시간  특성에 따른 수송실 을 분석하 다. 제 4장에서는 경춘선의 역간 통행시간과 이용

수요와의 계분석을 통해 직 수요모형 산정, 검증하 으며, 제 5장에서 분석 내용을 종합하고 연구의 

보완 을 제시하 다..

2. 이론  고찰

2.1 수요 측방법 검토

 철도의 수요 측은 노선별 열차운행(스 링), 요  등 서비스 변화 효과 분석을 한 단기수요 측

과 신규 노선도입  기존 노선연장, 시설 개량, 도시철도망조정 등의 의사결정을 한 장기수요 측으

로 크게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춘선의 성북역 시종착에 의한 서비스개선 효과분석이므로 단

기수요 측 방법을 용한다.

 일반 으로 용되는 단기수요 측 방법으로는 과거추세연장법, 회귀모형, 직 수요모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지역간 인구와 거리, 시간, 통행비용 등 다양한 지표와 수요간의 계를 규명하여 

모형을 산정하는 직 수요모형을 용하여 성북역 시종착에 따른 구간별 총통행시간 변화가 수요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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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연구사례 검토

 노선개량  열차운행 변경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분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목 으로 다수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기존연구사례의 이론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 

합한 이론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존연구사례 검토 결과

연구 제목 내용

역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변화의

실증  연구

∙ 앙선 역철도 수요 측을 해 로지스틱 모형을 추정

∙ 앙선의 수요를 신규수요  승용차 환수요, 교통 환수요로 

  구분하여 추정함

∙정확도 향상을 해 노선기반이 아닌 정류장 승하차인원 기반의 자료수집 필요 

철도수요 측을 한

직 수요모형

개발에 한 연구

∙집계모형 기법을 활용한 직 수요모형을 제안함

∙수요에 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사회경제지표의 연 성 분석 병행

∙일반화된 모형개발을 해 역수, 운행회수 등의 변수 고려 필요

경 철 KTX

 직결운행에 따른 

수송수요 측  효과

∙수요변화를 KTDB에서 제공하는 기종  통행량에 수단선택모형 용

∙수단선택모형은 효용함수를 이용한 다항로짓모형 용

∙간선여객 수요추정 방법으로 도시철도 수요분석에 용 곤란

카테고리별

다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 지하철역별

수요추정 모형 개발

∙로지스틱 함수식을 이용한 모형 사용

∙지하철역별로 상이한 특성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독립변수 선정

∙역 간 O/D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 측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3. 황분석

3.1 경춘선 이용수요 분석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이 복선 철화되면서 역철도 업을 시작하면서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비

약 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고, <표 2>와 같이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에서도 비교우 를 하며 

개통시 격한 수요증가가 있었으며, 재에도 꾸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운송수단별 비용 비교

구분 운행구간 소요시간(분) 비용(원) 비고

승용차 상 -춘천역 약 89 23,900
통행료 5,900원, 휘발유 18,000원

상 -서울춘천고속도로-춘천역

시외버스 〃 약 100 8,100 상 터미 -춘천시외버스터미

역철도
상 -춘천역 일반) 79.0 2,600 일반 철

〃 행) 63.0 2,600 행 철

주 1) 시외버스 정보 : 상 터미  문의(2011년 3월 재)

주 2) 승용차 이용기  : 90km(상 터미 ~춘천터미 , 소나타, 연비 10km 기 )

     휘발유 가격기  : 2,000원/ℓ

주 3) 개통  간선철도(무궁화)는 청량리-남춘천간 5,600원, 약 110분 소요

자료) 경춘선 운 황 분석 보고서, KORAIL 역철도본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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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춘선 역별 수송실 의 계층  군집분석 결과

역명 군집

춘천 1

남춘천 1

김유정 1

강 1

백양리 1

굴 산 1

가평 1

상천 1

청평 1

성리 1

마석 2

평내호평 2

곡 2

사릉 2

계원 2

갈매 2

자료) 철도공사통합정보시스템(IRIS) 경춘선 역별․일별 수송실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2011년(1/1~7/31)

<그림 2> 경춘선 열차당 일평균 이용실적

3.2 경춘선 이용수요 특성

 경춘선은 역별로 간선열차와 도시철도의 통행패턴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3>의 역별, 

일별 수송실 의 계층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춘천~ 성리 구간과 마석~갈매 구간으로 군집이 나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갈매~마석 구간은 수도권과 근 하고 주거지가 집되어 통근․통학 통행이 많아 <표 4>와 같이 월~

의 수요가 많고 출퇴근시간에 첨두가 나타나는 도시철도 패턴이 나타나며, 성리~춘천 구간은 

지․유원지 등의 유인요인으로 인하여 기타통행이 많아 토․일의 수요가 많고 낮시간 의 완만한 첨두

가 나타나는 간선열차의 통행 패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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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춘선 표역 요일별 일평균 

성리~춘천 구간 표역 갈매~마석 구간 표역

춘천 남춘천 가평 평내호평 마석 사릉

요일별

일평균

월요일 4,932 5,382 2,405 5,418 3,260 2,970

화요일 5,393 5,715 2,426 5,463 3,294 2,961

수요일 4,700 5,056 2,194 5,452 3,237 2,961

목요일 4,973 5,235 2,350 5,373 3,214 2,918

요일 5,405 5,938 2,369 5,454 3,304 2,949

토요일 7,998 6,753 3,650 4,403 3,077 2,091

일요일 8,034 5,530 3,945 3,205 2,459 1,475

2011년 일평균수송량 
(1/1~7/31) 5,727 5,523 2,776 4,984 3,130 2,639

주) ANOVA 분석결과 유의수  0.05에서 평균의 차이가 없는 요일 음 처리

자료) 철도공사통합정보시스템(IRIS) 역철도수송실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2011

자료) 철도공사통합정보시스템(IRIS) 경춘선 역별․일별 수송실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2011년(1/1~7/31)

<그림 3> 경춘선 대표역 시간대별 수송량

3.3 경춘선 운  황

 2010년 12월 21일 업을 개시한 경춘선은 총 운행거리가 81.3km이며 상 ↔춘천간 18개역에 정차하

고, 상봉역에서 중앙선과 7호선으로 망우역에서 중앙선으로 환승된다. 그밖에 경춘선 운영과 관련된 현

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경춘선 운 황

구 분 운행구간 소요시간 운행거리 표정속도
운행횟수(회)

월~ 토․일․공휴일

역

철도

일반
상 ↔춘천

79분
81.3km

60.5 96 80

행 63분 70.2 4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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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요변화분석

4.1 수요변화 모형산정

 경춘선의 성북역 시종착에 따른 서비스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분석을 해 직 수요모형을 용하

으며, 라메타는 최우추정법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일부 구간의 운행거리 감소에 의한 통행시간 단축

과 환승노선의 운행시격 변화에 의한 기시간 변화 향을 고려하기 해 구간별 통행시간을 차내시

간과 차외시간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모형 산정시에는 합산하여 총통행시간으로 반 되었다. 

직 수요모형은 이용수요를 종속변수로 기․종 인구  총통행시간을 설명변수로 하여 산정하 으며, 

모형  라메타 추정값은 <표 7>과 같다.

<표 7> 경춘선 직 수요모형  라메타 추정값

직접수요모형 :   ×



 ×




×




구분 β0(상수) β1(기 인구) β2(종 인구) β3(총통행시간)

주
모수추정치 288.257159 0.13905203 0.15079858 -0.709458795

T 통계량 3.294 4.609 4.938 -18.597

주말
모수추정치 287.996374 0.12522636 0.13669673 -0.695550341

T 통계량 3.187 4.077 4.396 -17.141

주 1)   경춘선구간 이용수요 인일

   2) TTime(총통행시간)은 차내시간(구간통행시간), 차외시간( 기  환승시간)을 합산한 수치임

4.2 수요변화 분석결과

 경춘선이 망우선을 이용하여 성북역에서 시종착한다고 가정하고 시행․후의 총통행시간 변화에 따

른 수요변화를 추정하 으며, 시행  총통행시간은 환승 항(차외시간의 20% 가 치)  열차운행시격

에 의한 평균 기시간을 반 하 다. 한 재 상 역에서 시종착하는 열차의 25%, 50%, 100%가 성

북역에서 시종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 으며 <표 8>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시간을 산정하여 분

석하 다.

<표 8> 성북~상 /망우간 통행시간 산정

구간 시행
시행후

25% 환 50% 환 100% 환

성북~

상 /망우
․열차운행시격

  - 경원선 :  8.0분

  - 앙선 : 13.2분

․구간통행시간 : 13분

․총통행시간

 =13분+



× 분

 = 25.72분

․열차운행시격

  - 경원선 :  8.0분

  - 경춘선 : 65.6분

․구간통행시간 : 5.5분

․총통행시간

  = 5.5분 + 



분

  = 42.3분

․열차운행시격

  - 경원선 :  8.0분

  - 경춘선 : 32.8분

․구간통행시간 : 5.5분

․총통행시간

  = 5.5분 + 



분

  = 25.9분

․열차운행시격

  - 경원선 :  8.0분

  - 경춘선 : 16.4분

․구간통행시간 : 5.5분

․총통행시간

  = 5.5분 + 



분

  = 17.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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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역에서 시종착하고 있는 경춘선 열차의 50%  100%가 성북역에서 시종착한다면 주 기 으로 

각각 2.3%, 8.5%의 수요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재 성북~상 구간이 단선

임을 감안하면 선로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상 역 시종착 열차의 25%를 환하는 수 으로 운행가능하

며, 이 경우 운행시격과 평균 기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실질  수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4> 성북역 시종착 운행비율에 따른 역별 주중수요변화

<그림 5> 성북역 시종착 운행비율에 따른 역별 주말수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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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경춘선 복선전철화로 동일 구간의 타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비약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도권 북부(서울시 강북, 도 , 성북  경기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지역에서 경춘선을 이용하기 해

서는 회기와 상 에서 2회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망우선을 이용하여 경춘선 동

열차의 일부를 성북역에서 시종착함으로써 이용자의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수요 변화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 인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총통행시간(환승시간  구간통행시간)을 고려한 직 수요모형

을 추정하여 분석하 다.

 시종착을 상 역에서 성북역으로 환하는 비율에 따라 수요의 변동을 알아보았고, 시종착의 100% 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약 8%수 의 수요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재 망우선의 망우～성북 구

간이 단선구간임을 감안하면 선로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25%를 환하는 수 으로 운행가능하며 이 경우 

운행시격  평균 기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시종착 환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 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변화를 총통행시간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분석하 으나 실질 인 환승횟수의 감소로 

인한 편의증가가 수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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